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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check marker content for appropriate quality control of Woohwangchung-
simwon sterilized to ensure microbiological safety and to observe antioxidant activity for 
any changes in efficacy.
Methods To measure any effects of sterilization on the effective compounds, 8 in-
gredients of Woohwangchungsimwon were screened for any changes in marker content 
using HPLC-DAD. Using the colorimetric method on the microplate reader any changes in 
total phenolic compound and flavonoid levels were observed. Antioxidant activity was 
measured using the DPPH, ABTS, and FRAP.
Results Of the ingredients of Woohwangchungsimwon, 8 were subject to quantitative 
analysis before and after sterilization. 21.6 mg and 1.93 mg of Glycyrrhizin was found in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pre and post sterilization, respectively. Decursin found in 
Angelica gigas Nakai increased from 0.16 mg to 0.29 mg after sterilization. Bilirubin found 
in Gallstone of Bostaurusvar. domesticus increased from 0.24 mg to 0.33 mg. Cinnamic 
acid found in Cinnamomum cassia Blume increased from 0.02 mg to 0.05 mg. 
Ginsenoside Rb1 found in Panax ginseng C. A. Meyer decreased from 0.02 mg to 0.14 mg. 
Paeoniflorin found in Paeonia lactiflora Pallas increased from 1.05 mg to 1.13 mg. 
Amygdalin found in Armeniacae Amarum Semen increased from 2.68 mg to 2.83 mg. 
L-muscone found in Musk increased from 0.63 mg to 0.76 mg. As for total phenolic com-
pound and total flavonoid content, there was a 1.22 and 4.15-fold increase. DPPH and 
ABTS increased by 20.45% and 20.69%, respectively. FRAP activity was 2.78 times more 
active post stabilization.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steam steri-
lization, a method used to ensure microbiological safety of Woohwangchungsimwon, does 
not affect marker content; in other words, does not affect quality of the Woohwangchung-
simwon. It could also be seen that total phenolic compound and flavonoid content in-
creased after sterilization. An antioxidant activity test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ly in-
creased activity of antioxidants. (J Korean Med Rehab 2015;25(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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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황청심원은 宋代 陳師文 등의 太平惠民和劑局方1)에 

처음 수록되었으며 五臟六腑에 문제가 생겨 발병한 中風

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이다2). 우황청심원은 심박수 

감소와 혈관확장3), 혈관계질환4), 진통, 항경련, 저산소 뇌

장애 보호5) 효과 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우황청심원

은 최근 中風환자나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복용을 편

리하게 하고 소화흡수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懸濁液 제

제로 생산되기도6) 하지만 한의학계에서는 전통적인 방법

으로 丸劑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丸劑의 경우 일부 가

열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열공정을 거치

지 않는 경우는 미생물존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우황의 경우 牛科(Bovidae)에 속하는 소(Bostaurus 

Linne var. domesticus Gmelin)의 담낭 중에 생긴 결석으

로 미생물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편이다7).

생약의 미생물허용한도 및 멸균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

를 살펴보면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제2012-60호, 식품의

약품안전청) 미생물한도시험 적용범위 및 한도기준(제 3

조 관련)에는 세균 105 cfu/ml (g), 진균 102 cfu/ml (g)으

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한약재의 미생물검출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한약재의 미생물허용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8). 미생물에 의한 한약재의 부패나 변질을 방

지하기 위해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한 극한조건의 멸균

법을 진행하였을 때 성분 및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멸

균법에 따른 황백, 작약, 행인의 지표성분 함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9)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단일 약재의 멸

균에 대한 연구로는 멸균 후 목단피의 유효성분 함량에 관

한 연구10), 멸균 후 황금의 유효성분 함량에 관한 연구11)

가 진행된 바 있다.

우황청심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우황청심원

의 효능을 검증하는 연구와 變方牛黃淸心元의 임상적 고

찰12), 새로운 劑型의 牛黃淸心元간의 비교13), 麝香 대체 

물질이 함유된 牛黃淸心元과 기존 牛黃淸心元의 효능을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14) 그 외 牛黃淸心元에 

대한 독성연구와 牛黃淸心元 특정 성분의 분류 및 정량법 

개발에 대한 연구15)는 보고되었으나 丸劑로 조제된 우황

청심원의 멸균 및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향상된 품질수준을 확보한 우황청

심원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한약제제에 대

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우황청심원 멸균의 필요

성과 멸균 후 우황청심원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우황청심

원 지표물질의 함량 분석과 DPPH (1,1-Diphenyl-2-picrylhy-

drazyl),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를 이용한 항산화활성을 통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우황청심원은 대한약전 외 의약품에 

제시되어 있는 원방우황청심원 제법의 약재들을 그린명

품제약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Table I).

2) 시약

본 연구에서는 대한약전 외 의약품에 제시되어 있는 유

효성분 분석에 대한 8종 약재의 표준품으로 Glycyrrhizin, 

Bilirubin, Ginsenoside Rb1은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 Cinnamic acid, Paeoni-

florin은 Sigma Aldrich chemical company, Inc. 

(Milwaukee, WI), Decursin, Amygdalin은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Cheongju, Korea), L-muscone

은 PhytoLab GmbH & Co.KG (Vstenbergsgreuth, 

Germany)에서 각각 구입하였고, 97.8%이상의 순도를 사용

하였다. 정량분석에 사용된 Water, Acetonitrile, Methanol

은 HPLC grade (J.T. Baker, Phillipsburg, NJ, USA)용, 

Acetic acid는 JUNSEI Chemical (JAPAN), Chloroform은 

Burdick & Jackson (USA)을 사용하였다. Folin-Ciocalteau 

reagent, Gallic acid, Quercetin, DPPH, ABTS, Potassium 

persulfate, Ferric chloride, TPTZ (2, 4, 6-tripyridyl-s-tri-

azine), Trolox (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2- 

carboxylic acid), Sodium Acetate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NaOH는 SAMCHUN (Korea), 

Na2CO3, Diethyleneglycol은 JUNSEI (Japen)제품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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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Wave length (nm) Mobile phase (%)
Inj.* (μl)

Std† Spl‡

Glycyrrhizin 254 Acetonitrile (65)：Water (35) 5 10

Decursin 203 Acetonitrile (80)：Water (20) 20 20

Bilirubin 436 Methanol (90)：Water (9.8)：Acetic acid (0.2) 10 10

Cinnamic acid 280 Acetonitrile (70)：Water (30) 10 10

Ginsenoside Rb1 203 Acetonitrile (70)：Water (30) 100 100

Paeoniflorin 230 Acetonitrile (85)：Water (15) 20 20

Amygdalin 214 Acetonitrile (90)：Water (10) 20 20

*Inj.: injection volume, †Std: standard, ‡Spl: sample.

Table II. HPLC Condition for Quantitative Analysis

Herb 
name

Pharmacognostic 
name

Amount 
(mg)

山藥 Dioscoreae Rhizoma 263

甘草 Gycyrrhizae Radix 188

人蔘 Ginseng Radix 94

蒲黃 Typhae Pollen 94

神麯 Massa Medicata Fermentata 94

大豆黃卷 Glycine semen 66

肉桂 Cinnamomi Cortex 66

阿膠 Asini Gelantium 66

芍藥 Paeoniae Radix Alba 56

麥門冬 Liriopis Tuber 56

黃芩 Scutellariae Radix 56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56

防風 Ledebouriellae Radix 56

白朮 Atractylodis macrocephalae 56

柴胡 Bupleuri Radix 47

桔梗 Platycody Radix 47

杏仁 Armeniacae amarum Semen 47

茯苓 Poria  Sclerotium 47

川芎 Cnidii Rhizoma 47

牛黃 Bovis Calculus 45

羚羊角 Saigae Tataricae Cornu 38

麝香 Moschu 38

龍腦 Borneolum Syntheticum 38

白蘞 Ampelopsis Radix 28

乾薑 Zingiberis Rhizoma 28

Total 1,717

Table I. The Composition of Woohwangchungsimwon

3) 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 중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는 Waters사의 Waters 600s con-

troller, WatersTM 626 pump, Waters temperature control 

module, Waters In-Line degasser, WatersTM 717plus au-

tosampler, WatersTM 996 photodiode array detector 

(PDA), GC (Gas Chromatograph)기기는 Agilent 7890A 

(G3440A), FID Detector, Headspace G1888 (G1888A), 

ELISA reader는 TECAN Austria GmbH (Austria), 

Autoclave는 JEIO TECH CO., LD (Korea)를 사용하였다.

2. 방법

1) 시료조제

대한약전 외 의약품에 제시되어 있는 원방우황청심원 

제법에 따라 우황청심원을 조제하였고, 조제한 우황청심

원을 멸균 전과 멸균 후(121oC, 15분)로 나누어 시료로 

사용하였다.

2) 함량 분석

(1) HPLC 분석

8종의 표준물질 Glycyrrhizin, Decursin, Cinnamic 

acid, Ginsenoside Rb1, Paeoniflorin, Amygdalin은 

Methanol에 녹여 0.4 mg/ml 농도로 조제하고, Bilirubin, 

L-muscone은 Chloroform에 녹여 1 mg/ml의 농도로 조

제하여 4oC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각 물질에 대한 분

석은 대한약전의 분석법 등을 기초로 하여 분석조건을 설

정하였다. 사향을 제외한 7가지 약재는 HPLC를 사용하였

고, Column은 TC-C18(2) (5 um, 4.6 I.D.×250 mm, 

Aglient), Column temperature는 30oC, Flow rate는 1.0 

ml/min을 유지하였다. Moblie phase, Injection Volume, 

UV는 각 물질 조건에 따라 측정하였다(Table II). 사향은 

GC를 사용하였고, Column은 HP-5 (0.25 μm, 3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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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0.32 mm, Aglient), Injector, Detector temperature 

210oC, Oven temperature 140oC, Flow rate 1 ml/min, 

Carrier gas N, Injection Volume 1 μl로 측정하였다. 

(2) Total phenolic compound 함량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Folin-Ciocalteau 분석법으로 측

정하였다16,17). 시료 50 μl을 취해 2% Na2CO3 (1 L에 20 

g) 1 ml와 잘 혼합하고 2분간 반응한 후. 50% Folin 시약

(Folin & 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 50 μl를 

넣어 다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750 nm에서 

측정하였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Gallic acid의 표준 곡

선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다.

(3) Total flavonoid 함량

시료 100 μl를 Diethyleneglycol 1 ml와 혼합하고, 1N 

NaOH 100 μl를 첨가하였다. 충분히 혼합한 시료는 

37oC (water bath)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로 415 μl에서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는 

Quercetin의 표준 곡선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다18).

3) 항산화 활성 측정

(1) DPPH radical 소거능 

시료 용액 100 μl와 에탄올에 용해시킨 DPPH 500 

ppm 100 μl을 넣어주고 37oC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시료별 DPPH radical 소거능을 비교하기 위해 전

자공여능을 아래 공식에 대입하였다19).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전자공여능) (%)

=[(음성대조군 흡광도−시료의 흡광도)/

음성대조군의 흡광도]×100

(2) ABTS radical 소거능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동량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 

형성 시킨 후 750 nm에서 흡광도 값이 1.1±0.02가 되도

록 Methano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희석된 용액 190 

μl에 sample 10 μl를 가하여 2시간 동안 암상태에서 방

치한 다음 750 nm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값은 시료

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라디칼의 제거활성

(%)으로 나타냈으며 양성대조군인 표준물질로는 Trolox

을 사용하였다20).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1−(Abs sample/Abs blank)]×100

(3) FRAP assay

300 mM Acetate buffer [(3.1 g C2H3NaO2·3H2O and 

16 ml Acetic acid) pH3.6]과 10 mM TPTZ (2, 4, 6-tri-

pyridyl-s-triazine) solution in 40 mM HCl, 그리고 20 

mM FeCl3·6H2O solution을 준비한다. 위 3개 용액을 사

용 직전에 25 ml Acetate buffer, 2.5 ml TPTZ solution, 

2.5 ml FeCl3·6H2O으로 섞고(10：1：1 비율) 37oC에서 

사용 직전까지 보관한다. FRAP 용액 190 μl에 sample 

10 μl을 넣고 30분 동안 암상태에서 방치한 후 57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표준물질로는 Trolox을 사용하

며(25 and 600 mM)mM Trolox equivalents (TE)/g로 값

을 계산한다21,22).

3.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실험결과는 각

각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냈으며, 통계 분석은 paired t 

test로 행하였으며 p값이 0.05보다 작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결과»»»
1. 성분함량에 미치는 영향

1) 8종 지표성분 함량

대한약전상 선정되어 있는 우황청심원의 분석조건인 감

초, 당귀, 우황, 육계, 인삼, 작약, 행인, 사향 총 8종에 대한 

멸균 전, 후 지표성분을 분석한 결과 감초 중 Glycyrrhizin

의 멸균 전 함량은 21.6 mg이었고, 멸균 후 함량은 1.93 

mg이었다. 당귀 중 Decursin은 0.16 mg, 0.29 mg, 우황 

중 Bilirubin은 0.24 mg, 0.33 mg, 육계 중 Cinnamic acid

는 0.02 mg, 0.05 mg, 인삼 중 Ginsenoside Rb1은 0.02 

mg, 0.14 mg, 작약 중 Paeoniflorin은 1.05 mg, 1.13 mg, 

행인 중 Amygdalin은 2.68 mg, 2.83 mg, 사향 중 L-mus-

cone은 0.63 mg, 0.76 mg이 함유되어 있었다(Table III).

2) Total phenolic compound 함량 

총 페놀함량 측정을 위해, 표준시약으로 사용된 Gallic 

acid 함량(X)과 760 nm에서의 흡광도(Y) 간의 회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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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henolic (mg/g) Total flavonoid (mg/g)

Before 6.95±0.17 19.89±0.38

After 8.51±0.16 22.11±0.46

The results are the mean±S.D. from three replication.

Table IV. Total Phenolic Compound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of Woohwangchungsimwon according to Sterilizating 
Before and After

Compound
Content (mg)

Before After

Glycyrrhizin 2.16±0.03 1.93±0.07

Decursin 0.15±0.01 0.29±0.02

Bilirubin 0.24±0.01 0.33

Cinnamic acid 0.02 0.05

Ginsenoside Rb1 0.02 0.14

Paeoniflorin 1.05±0.01 1.13±0.02

Amygdalin 2.68±0.02 2.83±0.02

L-muscone 0.63±0.01 0.76±0.01

The results are the mean±S.D. from three replication.

Table III. The Content of Woohwangchungsimwon according 
to Sterilizating Before and After

Fig. 2. ABTS value of woohwangchungsim-won according to 
sterilizating before and after. The results are the mean±S.D.
from three replication. Different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paired t-test at p＜0.05.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Woohwangchung-
simwon according to sterilizating before and after. The results 
are the mean±S.D. from three replication. Different letters in-
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paired t-test at p＜0.05.

식은 Y=0.0034X−0.0654 이었다. Gallic acid의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흡광도도 유의적으로(R2=0.996) 증가하였다. 

우황청심원의 총 페놀함량은 멸균 전 6.95±0.17 mg/g, 

멸균 후 8.51±0.16 mg/g로 나타났으며 페놀 함량은 멸

균 후가 멸균 전에 비해 약 1.22배 높았다(Table IV).

3) Total flavonoid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측정을 위해, 표준시약으로 사용된 

Quercetin 함량(X)과 415 nm에서의 흡광도(Y) 간의 회귀

방정식은 Y=0.0006X＋0.0577 이었다. Quercetin의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흡광도도 유의적으로(r2=0.999) 증가하

였다. 우황청심원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멸균 전 

19.89±0.38 mg/g, 멸균 후 22.11±0.46 mg/g로 나타났

으며 멸균 후가 멸균 전에 비해 1.11배 정도 플라보노이

드 함량이 높았다(Table IV).

2.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

1) DPPH radical 소거능

우황청심원을 500 ppm의 DPPH 용액을 이용하여 전

자공여능을 측정해 본 결과 멸균 전 62.08±0.05%, 멸균 

후 82.34±0.13%의 전자공여능을 값을 얻었다. 이를 통

해 멸균 후의 우황청심원이 멸균 전에 비해 전자공여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

2) ABTS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법을 이용하여 우황청심원의 멸균 

전, 후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Fig. 2). 이때 

사용된 양성대조군인 표준물질로는 Trolox의 linearity는 

R2=0.997이상의 값을 보였다. 그 결과, 멸균 전 40.06± 

1.83%, 멸균 후 60.75±1.37%으로 멸균 후의 ABTS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창영⋅이인희⋅이재웅⋅김은지⋅이진호⋅김민정

50 J Korean Med Rehab 2015;25(1):45-52

Fig. 3. FRAP value of Woohwangchungsimwon according to 
sterilizating before and after. The results are the mean±S.D.
from three replication. Different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paired t-test at p＜0.05.

3) FRAP assay

FRAP법을 이용하여 우황청심원의 멸균 전, 후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Fig. 3). 이때 사용된 양성대조

군인 표준물질로는 Trolox의 linearity는 R2=0.997이상의 

값을 보였다. 그 결과, Trolox에 대입하면 멸균 전 46.59± 

1.95 μg/ml, 멸균 후 135.26±7.85 μg/ml 으로 멸균 

후의 FRAP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찰»»»
미생물허용한도에 관한 최근의 연구 중 2006년 한국한

의학연구원 연구에서는 한약재의 미생물 존재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고 3개 지역의 약업사에서 미생물 오염이 용

이한 한약재 18종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약의 성질이 좋아

진다는 육진약(六陳藥)에 속하는 한약재 6종을 구입하고 

한약제제 중 육미지황환을 제조한 뒤 미생물오염을 모니

터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결과 전체적으

로 진균의 오염률이 높았으며 특히 육진약의 경우 총 세

균의 오염율은 17.7%, 총 진균의 오염율은 41.2%로 나타

나, 향후 한약재에 대한 지속적인 미생물오염도 모니터링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3). 멸균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황백, 작약, 행인9), 목단피10), 황금11)을 대상으로 하여 

건열 멸균법, 알코올 가스 멸균법, 방사선 조사 멸균법을 

적용한 후 해당 생약의 지표물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건열 멸균법은 진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지표성분도 변화하지 않으나 외부 관능(색, 형

태)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생약의 멸균법으로는 적당

하지 않으며 방사선조사 멸균법은 세균 및 진균을 효과적

으로 제거하고 지표성분 함량 및 외부 관능의 변화도 초

래하지 않아 적당한 방법으로 추천하였다. 알코올 가스 

멸균법은 진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므로 진균 제거를 위

한 멸균법으로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 혹

은 알코올 가스 멸균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

든 생약의 미생물학적 품질 보증을 위한 실용화를 위해서

는 다른 생약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우황청심원은 宋代 陳師文 등의 太平惠民和劑局方에 처

음 수록되었으며 五臟六腑에 문제가 생겨 발병한 中風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처방이다. 우황청심원은 심박수 감소

와 혈관확장, 혈관계질환, 진통, 항경련, 저산소 뇌장애 

보호 효과 등이 있다고 보고 되어있다. 우황청심원은 최

근 中風환자나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복용을 편리하

게 하고 소화흡수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懸濁液 제제로 

생산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고혈압, 협심증, 조현증, 신경과민증, 신경

성불안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손쉽게 이용되는 우황청심

원의 멸균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온고압증기법

을 통해 멸균한 우황청심원에서 감초, 인삼, 육계, 작약, 

당귀, 행인, 우황, 사향의 8종에 대한 지표물질의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우황청심원의 유효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하여 동맥경화나 뇌, 심장혈관계 장애, 노화와 발암 등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대한 소거 능력으로 항산화활

성을 확인하였다. 

함량분석은 대한약전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본 실험

실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조건에 

따라 감초를 제외한 7가지 당귀, 우황, 육계, 인삼, 작약, 

행인, 사향의 경우 지표물질 함량이 멸균 전 각각 0.15± 

0.01, 0.24±0.01, 0.02, 0.02, 1.05±0.01, 2.68±0.02, 

0.63±0.01 mg에서 멸균 후 각각 0.29±0.02, 0.33, 0.05, 

0.14, 1.13±0.02, 2.83±0.02, 0.76±0.01 mg으로 유의

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감초의 경우에는 멸

균 전 2.16±0.03 mg에서 멸균 후 1.93±0.07 mg으로 

소량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이지는 못하였다. 총 페놀화합

물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도 멸균 전 6.95±0.17, 

19.89±0.38 mg/g에서 멸균 후 8.51±0.16, 22.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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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g으로 각각 1.22배, 1.11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

온고압증기 멸균에 의하여 높은 온도와 압력을 통해 지표

물질이 더 추출되었거나, 각각의 약재들 속 물질들이 합

성을 통해 지표물질이 생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가설

을 증명하듯 항산화 활성에서도 멸균 후 활성이 높아졌

다. 안정한 프리 라디칼이 전자를 공여할 수 있는 다른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게 되면 본래의 자색에서 무색으로 

변하게 되고, 흡광도를 감소시키는 원리를 이용한24,25) DPPH

의 경우 멸균 전 62.08±0.05%에서 멸균 후 82.34±0.13%으

로 활성이 20.26% 증가하였다. Potassium persulfate와 화

학 반응하여 형성된 청록색의 ABTS radical cation이 항

산화 물질에 의해 소거되어 ABTS radical 특유의 청록색

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21) ABTS의 경우 멸균 전 

40.06±1.83%에서 멸균 후 60.75±1.37%으로 활성이 

20.69% 증가하였다. Radical 소거화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는 달리 낮은 pH에서 환원제에 의해 Ferric tripyridyl-

triazine (Fe3+-TPTZ)복합체가 Ferrous tripyridyltriazine 

(Fe2+-TPTZ)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한21,22) FRAP의 

경우 멸균 전 46.59±1.95 μg/ml에서 멸균 후 135.26± 

7.85 μg/ml으로 활성이 34.44% 증가하였다.

결론»»»
우황청심원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

과 한약제제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우황청

심원 멸균의 필요성과 멸균 후 우황청심원의 유효성을 검

증하고자 우황청심원 지표물질의 함량 분석과 DPPH, 

FRAP, ABTS를 이용한 항산화활성을 실험을 진행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당귀, 우황, 육계, 인삼, 작약, 행인, 사향의 경우 지

표물질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감초의 경우 소

량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이지는 못하였다.

2. 총 페놀화합물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멸균 후 

각각 1.22배, 4.15배 높았다.

3. DPPH 소거능은 멸균 후 20.45% 활성이 증가하였다.

4. ABTS 소거능은 멸균 후 20.69% 활성이 증가하였다.

5. PRAP 환원능은 멸균 후 2.78배 활성이 증가하였다.

위 결과에 따라 우황청심원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위

하여 고온고압증기법으로 멸균을 하였을 때 품질관리를 

위한 지표물질의 함량분석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

으며, 그 밖의 총 페놀화합물과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이 멸균 후 증가되었고, 유효성 검증을 위한 항산화 활성 

실험에서도 유의적으로 활성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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